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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aluate the new artistic values of Suprematism that immensely influenced the 
Russian culture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lso through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costume within works of Malevich, who wanted to portray humanity through his art works, this study will research 
on how Suprematism not just stood as Russian Avant-garde art but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art and costume 
expression. The study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 the formative background of Suprematism style of 
arts. Second, study of the development of Suprematism art through both Suprematism art and Non-objective art. 
Third, study how Suprematism style of arts is portrayed in art costume through works of Malevich.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ussian Suprematism art costume strictly originated from the Russian Suprematism 
style of arts. Suprematism simplified any reproductive element of fine art with a creative energy, which reflects 
the statement of Malevich that said, "The object does not exist, it only stands as a symbol." In other words, 
Suprematism abolished ordinary response to basic environment, and created a much more serious reality than the 
innate reality of the environment. When applied to art costume, such style sought after geometrical simplicity in 
shape and Neo-Premitivism trait in color. This trend is also expressed in 21st century fashion in new forms of 
Minimalism or Futurism. In this respect, Suprematism still holds an artistic value in a novel form even after a 
century since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when Malevich first presented Suprematism. 

Key words: Analytic Cubism(분석  큐비즘), Non-objective art(비구상 술), Neo-Primitivism(신원시주의), 
Suprematism( 주의), Utopianism(유토피아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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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세기  러시아 술을 소  “ 술(Avant-garde)”

이라 부르는 것은 술을 단순히 과거라는 통  한

계에서 끌어내어, 통의 변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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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난지, 20세기 기 러시아 미술에 나타난 유토피아니즘, (서울: 미술사학연구회, 1998). p. 142.
2) 오선희, “20세기 반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가의 의상디자인 활동,” 복식 51권 3호 (2001), p. 60.

형 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 인 면에서도 보

여주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술은 과거의 것을 극복하

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다양한 실험 술(Experiment 
Art) 자체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명 

후의 술은 일정한 양식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그 에서도 야수 나 

표 주의에 근 한 러시아 신원시주의(Neo-primitivism), 
입체미래주의(Cubo-futurism), 그리고 선주의(Rayonism) 
등은 기 술의 주된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으

며, 이것의 향을 받은 주의(Suprematism)는 20
세기  러시아 추상 술의 새로운 기를 형성하게 

된다.  
당시 주의를 창조한 말 비치(Kasimir Malevich)

는 사실  요소를 철 히 배제한 기하학 인 형태로 

구성된 작품들을 창작하 으며, 여기에 좀 더 추상

인 변화를 추구하기 해 단순히 캔버스라는 역에

서 벗어나, 그의 작품 구성 한 인간의 일상 인 생

활공간과 인간의 신체를 그의 술  상(object)으
로 삼았다. 이것은 말 비치가 자신의 주의 작품

들이 인류를 상징하고 있음을 그의 작품을 통해 보여

주는  다른 단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1920년
의 술가들은 “ 술과 산업의 결합”이라는 슬로

건 아래 다양한 실험 술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는

데, 이것이 지향 인 러시아 사회 이념과 추상 이

념이 결합될 수 있었던 실질  계기가 되었다1). 러시

아 아방가르드 술가들 에서도 특히 말 비치나 

타틀린(Vladimir Tatlin)들은 직  직물공장과 같은 산

업 장에서 활동하 기 때문에 직물과 의상디자인에 

미친 향이 컸다2). 당시 러시아 발 단의 무 의상

디자인을 맡았던 말 비치는 자신의 이념과 작품 의

도 등을 그 로 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주의의 창시자인 말 비치가 자신의 작품

을 통해 인류를 표 하고자 했던 작품의도에 걸맞게 

그의 작품에 등장한 인간과 의상과의 계를 고찰해 

으로써, 주의가 단순히 러시아 아방가르드 

술로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술과 의상디자

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 술양식의 형성 배경을 고찰한

다. 즉, 유토피아니즘  비구상 술과 신원시주의 

그리고 선주의 술양식을 통해 주의 술의 

형성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비구상 술로 변화하는 주의 술양식

의 발 과정을 고찰한다.
셋째, 주의 술양식이 술의상으로 표 된 작

품들을 고찰한다. 먼  말 비치의 회화 작품에 표

된 술의상들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Alexei Kruchenikh
의 러시아 발 작품〈Victory over the Sun, 1913〉에 

나타난 말 비치의 주의 술의상디자인을 분석

하 다. 

Ⅱ. 절대주의 예술양식의 형성 배경
러시아 술은 세계의 격변기에 놓여 있었다. 

정치 으로는 제1차 과 1917년 10월 명 사이

에서 이룩된 명 인 술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이나 발명 등이 술가들에게 새로운 

술 을 불러 일으켰다. 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 다. 특히 인상주의나 입체주의에서 보여  

상(object)의 분열이 20세기 회화의 출발 이 되었

던 동시에 주의 형성에 향을 미치게 된 것이

다. 
주의는 창조 인 에 지로 회화의 모든 재

인 요소들을 거부하고, 회화의 요소들을 단순화, 
화하여 “ 상을 존재하지도 않으며 오직 표시로

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말 비치의 생각을 그 로 

나타낸 것이다. 주의의 Suprematism은 ‘최고의 

상태’라는 라틴어의 Supremus에서 유래되었으며, 러
시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한 미학으로 거의 말

비치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의 기본 인 

형식은 자연에 한 틀에 박힌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 

자체의 실체성보다 훨씬 새로운 실체(reality)를 창조

해내는 것이다. 1913년〈Victory over the Sun〉이라는 

러시아 발 단의 무 와 의상디자인을 맡은 말 비

치는 작품 속에 그의 철학을 그 로 옮겨놓게 된다. 
이것은 최 의 ‘ 주의 선언’으로 여겨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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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종엽, 윤도근, “ 건축에 나타난 주의의 비 상(Non-object)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학술발

표논문집 9권 2호 (1989), pp. 251-252.
4) Webster's Ni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 Merriam-Webster Inc., p. 1300.
5) Kasimir Malevich, Die Gegenstandslose Welt, Bauhausbuch No. 11 (Munich: Langen, 1927), p.74.
6) Kasimir Malevich, “Suprematism”, Theories of Modern Art, Herschel B. Chipp,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p. 341.

한 오페라 음악을 담당하 던 마 신(Matyushin)에 

의해 출 된 “From Cuvism to Suprematism”이란 말

비치의 이 선포되면서 ‘ 주의’가 알려지기 시작

하 다. 1915년 말 비치의 주의 선언을 보면 

진보 인 단계에서 새로운 실성(Super-reality)을 

통해 실제로 실을 월하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3). 이러한 주의 미학을 발 시킨 결정 인 

동기는 명으로 인한 유물론 인 사고이다. 서구에 

비해 문화 으로 뒤쳐져 있던 러시아에서 주의

와 구성주의가 탄생한 것도 러시아의 유물론과 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러시아의 경우는 과

학기술 문명을 발 시켜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

려는 열망이 고조된 시기 다.
 
1. 유토피아니즘(Utopianism) 

유토피아니즘의 어원은 라틴어로 쓰인 토머스 모

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Utopia)’에 나오는 이상

사회의 명칭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

에서 유래된 것으로 ‘not’ 는 ‘no’의 의미를 가진 

‘ou’와 ‘place’의 뜻을 가진 ‘topos’를 합성한 것이다. 
‘U’라는 두어는 발음상으로 ‘좋은’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토피아의 사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상상의 는 막연히 

멀리 떨어진 장소”이며, “이상 인 완벽한 장소”가 

 하나의 정의이다4). 즉, 유토피아니즘은 “유토피아

인 이상 는 이론 그리고 유토피안의 실질 인 이

념, 목표”라는 사  의미에 근거하여 이상세계에 

한 열망 는 실제 인 방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그러나 유토피아니즘이 구체 으로 논의되기 시

작한 것은 16～17세기이며, 이 같은 추세는 세에서 

근세로의 변화의 일환으로 인본주의와 근 식 과학 

문명의 신뢰가 그 기반이 되었다. 유토피아니즘은 실

제의 삶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한 동경의 표출이

라는 측면이 술의 속성과 일치되어 서로 하게 

련되어온 것이다.

특히 과학  사회주의에 기반을 지닌 명 이념과 

한 련성을 가지고 등장한 러시아 미술은 이

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유토피아니즘이 미술을 통하여 

직 으로 발 된 이다. 말 비치가 재 의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한 회화를 최 로 제작한 것은 1913년
이며, 이를 최 로 발표한 것은 1915년의〈0-10〉 시

회를 통해서 다. 말 비치는 이 시회에 흰 바탕에 

검은 사각형을 그린 그림을 비롯하여 완 한 추상작

품들을 시하 다. 그는 표지에 검은 사각형이 그려

진 “입체주의에서 주의로”라는 책을 출 하

고, 이를 계기로 주의라는 명칭이 불리어지게 되

었다. 주의란 회화의 순수조형요소가 상세계

보다 우 에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의 목표는 

그림에서 물체의 잔재를 철 히 배제한 ‘비 상의 세

계’ 으며, 흰 바탕에 검은 사각형은 물체의 부재를 

달하기 하여 사용한 최 의 형태 다5). 말 비

치가 이와 같은 형태의 감축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은 정신의 경지 즉 인간의 순수감성(pure sensi-
bility)에 의하여 감지되는 세계 다. 그의 그림은 

차 회화 공간에서 다색의 기하학 인 형태로 나타나

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형태의 재 이 아니라 역동감 자체를 표 하고자 했

던 것이다6).
말 비치의 회화는 당시의 유토피아 인 미래

을 은유 인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한한 공간에서 떠도는 형태들은 하늘을 날아

보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꿈을 은유하는 것으로, 무
력 상태의 우주공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

상 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실세계를 월한 

정신의 상태를 궁극 으로 지향하고 있다. 말 비치

는 그의 이상세계를 구체 인 실로서가 아니라 

월  상태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유토피아

는 정신  경지에 의해 감지되는 것이지, 물질 인 

실체로서 실 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러한 사실

은 말 비치의 과학  태도를 통해 보다 분명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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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inda Henderson, “The Merging of Time and Space: ‘The Fourth Dimension’ in Russia from Ouspensky to 

Malevich,” The Structurist No. 15-16, (1975-76), pp. 97-108. 
Susan Compton, “Malevich and the Fourth Dimension,” Studio International Vol. 187 No. 965, April (1974), 
pp. 190-195.
윤난지, op. cit., p. 149.

8) 로버트 린튼, 20세기의 미술, (서울: 도서출  경, 1997), p. 34.

할 수 있다. 그의 그림들은 공간과 시간을 불가분리

의 계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당시 과학을 시

한 새로운 세계 에 상응하는 미술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말 비치의 과학에 한 태도는 과학기술을 직

 이용하여 생활에 유용한 물체를 창출한다는 당시 

구성주의자들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구성주의

자들에 있어 유토피아가 실 인 목표 다면, 말
비치에게는 유토피아가 정신 인 좌표 던 것이다

7).

2. 신원시주의(Neo-Primitivism)

신원시주의는 극 인 표  효과를 만들어내기 

해, 담한 생략과 과장법 등을 사용하고, 원색을 주

로 사용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고갱, 마티스 등

과 같은 야수 의 화법에 향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아 리카, 오스트 일리아, 타이티 섬 등지의 민속 

술이 리의 화단에 소개되면서 신원시주의  경

향이 시작되었다. 삼차원 인 공간의 깊이를 무시하

고 강력한 붓 칠과 순수한 원색을 혼합하여 형성된 

새로운 조형 공간의 서정 이며 역동 인 깊이가 유

럽 화단에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서 신원시주의  경

향은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뉘게 된다. 즉, 야수 의 

향을 받은 표 주의  경향과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

한 자생 인 원시주의 화법으로서〈황 양털〉의 샤

쁘노 , 샤리안과 같은 상징주의  경향의 화가들이 

1907년〈푸른 장미〉 에 출품하면서, 주제로 삼았던 

이국풍의 엑조티즘과 오리엔탈리즘의 향을 받은 

원시주의 양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표 주의가 자의

 상상력을 통한 개인  내용을 시하고8) 원색을 

즐겨 쓴다는 에서는 러시아의 신원시주의와 공통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표  기법에서는 여러 가

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러시아 신원시주의는 

담한 생략과 과장, 원색의 사용과 같은 기법에 러시

아의 통 인 목 화인 ‘루벅(Lubok)’과 ‘이콘(Icon)’
의 특징을 혼합한 성격을 지닌다. 러시아의 통 

술인 루벅이나 이콘에 나타난 얼굴 묘사 기법이나 채

색의 효과, 역원근법 등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곤

챠로바, 라리오노  뿐만 아니라 말 비치에 이르기 

까지 신원시주의  기법을 통해 조형공간의 구획 등

을 자신의 작품에 그 로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표 주의와 신원시주의의 차이 은 색채 기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신원시주의가 원색으로서 붉은색 계

열을 즐겨 쓰는 것에 비해, 표 주의 작품에서는 격

렬한 색채 병치의 표 이 두드러진다는 에서 뚜렷

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말 비치의〈농민의 일상생

활〉에서는 붉은색과 흰색, 갈색 등이 주로 쓰이는데, 
이것은 빛과 색으로 월  세계를 표 하려 했던 것

은 정교한 이콘 화법의 향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

해 라리오노 와 곤챠로바는 선주의를 탄생시켰

고, 말 비치는 주의를 탄생시키게 된다. 특히 

말 비치에 작품에 나타난 기 신원시주의  경향

은 작품에 나타난 농부들의 신체 묘사에서도 잘 나타

나 있다. 마티스의〈춤〉에서는 인물들의 표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에 비해 말 비치의〈Haymaking〉(그
림 1)이나〈The Woodcutter〉(그림 2) 그리고〈Taking in 
the Harvest〉(그림 3)에서는 농부들의 표정이 근엄하

고 경직된 표정으로 표 되고 있으며, 이는 이콘에 

등장하는 성인들 수, 성모의 표정과 매우 흡사하

다. 뿐만 아니라 말 비치의 작품들에서는 인물들이 

긴 옷에 가려져 상 으로 정 인 혹은 잖은 이미

지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말 비치의 신원시주의  

경향은 러시아 이콘과 민 술이 혼합되어 서구 회

화의 역과는 다른 독자  특징으로 발 하게 된다.

3. 광선주의(Rayonism)

라리오노 와 곤챠로바는 이콘 화법에서 응용한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1913년부터는 비구상의 새로

운 화풍을 선언하게 된다. 순수 술로서, 색채에 의

해 만들어진 조형공간 그 자체의 특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콘을 통해 반 구상 인 선과 면들의 구획

을 마치 입체 들처럼 표 하던 곤챠로바는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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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승미, 양숙희, “형식주의 술양식의 미  가치,” 복식문화연구 11권 1호 (2003), pp. 125-126.

<그림 1> Haymaking,
1911(C. Gray, The
Russian Experi-
ment in Art, p. 150).

<그림 2> The Wood-
cutter, 1911(C. Gray,
The Russian Ex-
periment in Art, 
p. 151).

<그림 3> Taking in
the Harvest, 1911
(C. Gray, The Ru-
ssian Experiment
in Art, p. 144).

<그림 4> Paper on 
Red Back Ground,
1912-13(www. 
russianavantgarde.
com).

<그림 5> An En-
glishman in Mos-
cow, 1914(C. Gray,
The Russian Ex-
periment in Art, 
p. 157).

<그림 6> Cow and 
Violin, 1911(www. 
russianavantgarde.
com).

색채와 선을 통해 직  표 함으로써, 데생에 의해 

반사된 빛의 공간 인 분할이 보색 효과와 색채 사이

의 도에 의해서도 재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선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생기는 공간의 구

성  의미에 주목하고 있었다. 즉, 상들은 유기 인 

색채들이 조합되어 채색된 질량감에 의해 깊이와 결

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사진기의 원리

를 이용한 이들의 작품들은 마치 입체 의 그림처럼, 
실제 인 상을 분석 으로 해체하고 순수 추상의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형태의 분할

은 말 비치의 ‘ 주의(Suprematism)’ 형성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선주의는 신원시주의와 미래

주의라는 상반된 경향을 종합하려는 시도로서, 이콘

과 루벅의 표 요소를 통해 새롭게 러시아 인 아방

가르드 술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샤갈과 말 비치도 

이를 따르게 되었다. 하지만 1915년 12월부터 1916년 

1월까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열린〈0-10〉 
시회에서 말 비치는〈0-10〉이 그룹의 명칭에서 의

미하듯이 모든 형식을 제로화 시키고, 그 제로를 

월하여 하나로 통합된다는 새로운 추상원리에 도

하게 된다. 여기서 제로를 월한다는 것은 미래주의

자들이 말하는  이성, 즉 “자움(Zaum)”과도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로만 야곱슨이나, 훗날 랑

스의 롤랑 바트르가 사용하는 ‘형식의 도’, ‘ 쓰기

의 도’와도 유사한 개념이다.〈0-10〉 시회에서 

말 비치는〈회화에서의 수 리마티즘〉이라는 작품

을 통해 신원시주의의 향을 받은 러시아 이콘과 

선주의  공간 구도를 목시킨 기하학 인 추상의 

작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 그 후 이 시회에 

출품한 화가들은 1916년 모스크바에서 다시〈수

무스: Supremus〉를 결성하게 된다. 그룹의 이름이 시

사하듯이 “ ”를 추구하던 말 비치를 심으로 

한 비구상 화가들이 모이게 된 것이다. 

Ⅲ. 절대주의 예술과 비구상 예술
(Non-Objective Art)  

1. 분석적 큐비즘(Analytic Cubism)

20세기   회화의 요한 상  하나는 물

체 자체의 본질을 탐구하여 형태의 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즉, 주제를 괴하고 분석해서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거나 주제를 단

순화 하여 그것을 주변 공간과 더욱 강렬하게 재구성 

한다
9).
술가들은 1909년과 1911년 사이에 캔버스의 표

면을 평면 인 이미지로 만들기 해 물체를 3차원

으로 변형시켜 계속해서 공간과 형태를 분석하여 

나갔다. 여러 에서 물체를 볼 때 찰자는 특별

한 분할 즉 겹쳐지거나 교차되는 분할을 이용하여 재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재구성의 결과는 캔버스 

에서 분리되거나, 합쳐지는 일시 인 형상들의 합계

이다. 피카소는 이것을 ‘구성의 합쳐진 형태’라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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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Z. Rudenstine, Russian Avant-Garde Art: The George Costakis Collect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81), p. 352.
11) 박윤정, “러시아 선주의 술의상 연구” (숙명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04), p. 29.
12) Martin Richard, Cubism & Fashion,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8), p. 102.

하 으며, 분열된 것의 합계라고 생각하 다. 1912
년 이후 이것을 ‘분석 인 큐비즘(Analytic Cubism)’
이라 불 다

10,11). 분석  큐비즘의 표 인 작가인 

피카소와 라크에 의하면 ‘자연의 형태는 원추, 원
통, 구형으로 나  수 있다’는 세잔느의 이론에 근거

하여 사물의 순수한 본질을 추구하는 시각  원근법

과 3차원  환 (illusion) 신 회화 인 공간으로 물

체를 분해하 으며, 새로운 차원의 ‘시간’을 통해 4
차원  공간 개념을 정 인 회화에 도입하 다. 그 

결과, 단순한 기하학  형태로 환원되어 모든 요소들은 

동시성의 개념으로 공간을 시각화하며 2차원의 평면 

안에서 재구성된다. 이러한 분석  큐비즘은 러시아 작

가인 모로조 (Ivan Morozov)나 슈 킨(Sergei Shchukin)
의 작품들을 통해 주의 작가의 화법에 향을 미

치게 된다. 
큐비즘의 새로운 구성은 반미학 (non-aesthetic)으

로 발 하게 되었으며, 패션은 1910년 와 1920년
의 이러한 큐비즘에서 즉각 이며 지속 으로 반응

하 다. 이 시기에 큐비즘은 술로서의 특권을 거부

하는 것이었으므로 패션 한 술 인 특권을 추구

한 것이 아니었다. 패션은 큐비즘이 완성되기 훨씬 

부터 큐비즘의 원칙을 도입하 으며, 큐비즘이 새

로운 술로서 신과 시도, 모험이었던 시기부터 함

께 하 다
12). 1908년에서 1920년  사이의 큐비즘  

술의상은 신체를 강조하는 실루엣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원통형의 형태로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

는 모던 패션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다. 즉, 큐비즘 

자체보다는 연극, 문화, 화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 되는 큐비즘 문화가 패션에 향을 가져와 사물

을 보는 방식과 만드는 방식에 향을 주었다. 더욱

이 분석  큐비즘은 시간과 공간의 동력 속에서 이를 

논하고 모던 생활의 변용성으로 다루는 방식을 패션

에 제공하 으며, 의상의 실루엣 변화 외에도 형태를 

분해(disintegrate) 하여 다양한 해석과 모호성을 허용

하 다. 
본질 으로 큐비즘은 분석 이며 에 지와 에

지를 통한 잠재 인 움직임의 표 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패션과 큐비즘 술간의 친화력으로 작용되

어 움직임을 내재한 형태로서 모던 패션에 시도되었

다. 패션은 큐비즘의 특징인 형태의 불확실성 공간과 

움직임의 모호성을 도입하여 변화 가능하고 구분이 

불가능한 형태를 술의상에 있어 우아함의 일부로 

받아들 으며, 의상의 카테고리를 부정하고 기능을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무한의 자유를 감지하

게 되었다.
말 비치는 이러한 분석 인 큐비즘  요소를 이

용하여 러시아  술의상의 획기 인 발 을 가

져오게 한 러시아 발  작품〈Victory over the Sun〉의 

의상디자인을 하 다. 이것은 20세기 반 이국 취향

의 요소들이 통과  술을 히 조화시킨 형

태로서 새로운 재질이나 종이, 콜라쥬와 같은 재료들

을 소재로 이용하 다. 이러한 분석  입체주의는 1920
년 까지 지속되었으며, 러시아 아방가르드 술에 

깊은 향을 주었다. 

2. 입체미래주의(Cubo Futurism)

입체미래주의는 1910년경 러시아에서 문학과 회

화의 장르가 결합하여 시작된 독특한 종합 술이다. 
마치 러시아 입체미래주의 시인들의 ‘ 이성 인 언

어’처럼, 상을 해체시키고 해체된 부분들을 다시 

결합하여,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선
과 색채의 다양한 역동성에 기인한 러시아 신원시주

의자들과 당시 유럽에서 인 인기를 얻고 있던 

이탈리아 미래주의(Futurism)의 기계  역동성 그리

고 피카소와 라크를 표로 하는 랑스의 입체

의 공간 분할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조직 인 스타일이

다. 그러나 요한 것은 입체미래주의 운동이 단순히 

이탈리아와 랑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곤챠로바, 
라리오노 , 포포바, 말 비치, 타를린과 같은 많은 

러시아 작가들의 술 인 재능에 기인한 것이다. 러
시아에서는 더 이상 입체주의자들과 입체미래주의자

들의 작품 사이에 나타난 차이 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복잡하고 담한 색채들은 캔버스의 표면 

에 있는 물체들을 분열시켰다. 아마도 입체미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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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윤정, op. cit., p. 30. 
14) C. Gray, The Russian Experiment in Art 1863-1922, Revised and Enlarged by Marian Burleigh-Motley, 

(London: Thames & Hudson, 1986), pp.  145-150.
15) J. E. Bowlt, Russian Art of the Avant-Garde: Theory and Criticism, (New York: Thames & Hudson, 1988),

p. 121.

의 공간 개념은 동 인 면에 더 을 두었으며, 여
기에서 다양한 문자나 복잡한 단어들의 구성까지도 

그들의 작품에 이용하 다. 말 비치의〈An Englishman 
in Moscow, 1914〉(그림 5)나〈The Knife Grinder, 1912〉 
등은 입체미래주의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말 비치의〈The Knife Grinder〉는 큐비즘에서처럼, 
칼 가는 사람의 손목과 발목, 몸통 등의 이미지를 면

으로 분할하여 기하학 인 형태로 해체하고 있으며, 
미래주의에서처럼, 역동 인 움직임과 그것의 리듬

감에 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원시주의

 경향에서 나타났던 강렬한 색채와 직선들을 사용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면 체의 역동  리듬과 

조화를 표 하고 있다. 그 결과 말 비치의 작품인

〈The Knife Grinder〉의 분열된 형태는 큐비즘으로부

터, 심운동은 미래주의로부터 그리고 담한 색채

와 윤곽선은 신원시주의로부터, 그리고 일반 인 출

발 은 구상 술(Objective Art)로부터 비롯되었다
13).

말 비치의 작품 에〈Taking in the Rye〉로 잘 

알려진〈Taking in the Harvest, 1911-12〉(그림 3)는 입

체 미래주의 운동의 가장 진 인 표  의 하나이

다14).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유행하 지만 이 운동은 

2가지의 특별한 이념들을 보여 다. 하나는 러시아

에서 일어난 독특한 술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부

분의 러시아 술가들이 이 시 을 기 으로 비구상 

술(Non-Objective Art)로 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랑스의 입체주의,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그리고 러

시아의 신원시주의와 입체미래주의가 혼합되어 조

씩 자연주의  요소에서 러시아 추상 술을 향해 한 

걸음씩 옮겨갔다. 이것은 그 자체가 유럽인들에게 

향을 미치기 시작하 으며,  세계 술을 발 시키

는 지도 인 힘으로 작용하 다.
가장 창조 인 감을 지닌 러시아 아방가르드 

술가 의 한 사람인 말 비치는 입체미래주의 운동

의 지휘자가 되었다.〈그림 3〉은 입체미래주의의 본

질과 말 비치의 술 인 기술이 조화롭게 표 된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비자연 으로 반짝이는 속

과 같은 색채는 이 당시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작은 충격이었다. 그리하여 입체미래주의를 

‘기계  주의(Suprematism Macanique)’라는 새로

운 술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한 기하학 인 인

체들의 특징들도 사실주의 인 에서 보면 상당

히 이다. 이것은 형태와 구성에 한 부조화를 

통해 새로운 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입

체 다이나믹 리듬(Cubo-dynamic rhythm)이 시작되었

으며, 작품의 외형과 그들이 속한 실제 캔버스 의 

모든 운동, 굽 진 신체, 가득한 곡선들은 비유 일 

뿐만 아니라 술 이다. 이 작품의 단순성은 다른 

러시아 신원시주의자들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통

인 러시아의 이콘 페인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 술을 모체로 한〈그림 3〉은 열

인 에 지를 비 재 인 측면에서 추구한 추상 

술작품이다15). 말 비치는 이 작품을 통해 입체미

래주의  사고방식이나 형식을 주의로 환하는 

결정  계기가 되었고 기계  주의라 말하는 입

체미래주의의 발표는 주의의 선언을 알리는 것

이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에게는 독자 인 술을 갖

게 하 으며, 그 동안 서구의 향을 받아왔던 러시

아가 새로운 향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된다.
 
3. 알로기즘(Alogizm)

말 비치는 1913년에 들어와 신원시주의 인 경

향에서 벗어나 에서 언 한〈The Woodcutter〉(그림 

2)나〈The Knife Grinder〉에서와 같이 입체 미래주의

 경향을 선보인다. 상들을 분할한 작은 면들이 

자기 고유의 색과 빛을 내면서도, 체 인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사용하기도 하 으며, 원추 형상을 

이용해, 상을 구면체로 환원시키기도 하 다. 이

러한 입체미래주의 인 경향에서, 말 비치는 ‘알로

기즘(Alogizm)’, 즉 반이성 혹은 이성 인 경향으

로 흐르게 된다. 특히 작품의 테마에서도 이러한 비

논리 인 립의 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표 인 작품이〈Cow and Violin〉(그림 6)이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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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덕형, “까지미르 말 비치:  혹은 상 부재의 심미,” 노어노문학 7권 (1994), p. 70.

올린’은 피카소나 라크와 같은 입체  화가들이 즐

겨 다루던 소재이다. 말 비치는 이러한 바이올린의 

상징성에 ‘황소’라는 원시주의  소재를 첩시키고 

있다. 여기서 말 비치가 의도한 것은 두 가지 형식

의 ‘알로기즘’ 인 조이며, 이러한 조를 통해, 이
성과 논리의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논리와 

이성은 항상 무의식 인 생각과 흐름에 늘 장애물을 

세워두기 때문에,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해서는 이

듯, 알로기즘 인 흐름을 고안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이다. 1913년〈Victory over the Sun〉의 무 장식(그림 

7, 8)도 바로 이러한 알로기즘 인 이성  사유에 

기 하고 있는데, 말 비치는 이제 자신의 철학이라

고 부를 수 있는 ‘ 주의’로 가는 길에 어들고 있

었다.

4. 비구상 예술(Non-Objective Art)과 절대주의
말 비치는 자신의 주의 과정을 두 시기로 구

분하 다. 즉 입체 미래주의 시기인 ‘기계  주

의(Suprematism Macanique)’와 비구상 는 비 상의 

시기인 ‘우주  주의(Suprematism Cosmique)’로 

나 어 구분하 다. 여기서 비구상의 의미는 반 상

이 아니라 사실 인 상을 월 인 상으로 보는 

자연 인 태도를 떠나서 사실의 본질을 형태  태도

로 환하여 직 된 사물의 본질로 보는 것이다. 말
비치의 비구상의 세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1) 모든 상의 일반화, 2) 주의  직선(역동

<그림 7> Victory over
the Sun Backcloth, 
1913(C. Gray, The 
Russian Experiment
in Art, p. 158).

<그림 8> Victory over 
the Sun Backcloth,
1913(C. Gray, The 
Russian Experiment
in Art, p. 158).

<그림 9> Black Square,
1913(C. Gray, The 
Russian Experiment
in Art, p. 160).

<그림 10> Red Square,
1915(www.russiana
vantgarde.com).  

<그림 11> Dynamic Su-
prematism 1916-17 
(www.russianavant 
garde.com). 

 

특성), 3) 평면의 다이나믹한 주의, 4) 공간에서

의 정  주의 등이다. 말 비치의 주의에서 

상과 사물은 스스로의 모습에서 생략되고, 제거, 
확 되어 비구상, 비 상 혹은 추상의 형태로 변형시

킨 것이다. 
이 주의(Suprematism)라는 용어는 말 비치가 

불어의 ‘suprematie’에서 가져온 신조어로서 “색채 문

제의 으뜸을 의미”한다. 말 비치는 이러한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서구의 미래주의나 입체 와 거리를 두

려고 하 다. 형식을 무(無)화 시키고 ‘형식의 도

(零度)’ 속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 비치는 가장 

단순한 기하학  구성체인 삼각형, 원, 십자가, 사각

형 등을 찾아낸다. 
1915년 ‘ 주의’의 향 아래서 제작된 작품인 

〈Black Square〉(그림 9)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잘 반

해 주고 있다. 정사각형의 흰색 바탕 에 작은 검

정색의 정사각형이 배치되어 있는 이 화폭에서 말

비치의 의도는 검정과 백색의 두 극 사이에 존재하는 

색채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지우고, 극단 인 립을 

통해 “반 지상 인 정형화된 형”을 상징하면서, 러시

아 이콘화의 의미를 연상시키려 한 것이다. 즉, 검정 

사각형은 “가공할 만한 힘이 배양되어 있는 모든 가

능성의 씨앗이며, 입방체와 구체의 선조이고, 그 기

능은 회화 속에 놀랄 만한 문화를 잉태”하고 있다
16). 

이차원 인 평면의 화폭 에 삼차원 인 공간의 원

근 인 입체감이 아니라, 순수한 평면의 구상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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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로즈메리 람버트, 20세기 미술사, 이석우 역 (서울: 열화당 미술총서 58, 1992) pp. 43-44.
18) 이덕형의 앞의 책 p. 55에서 재인용, Valentine Marcad'e, Le renouveau de l'art pictural russe, pp. 254-255에

서 재인용, 그의 견해에 해서는 Jean-claude Marcade, "Kazimir Malevich"(in) Histoire de la Litterature 
russe L'Age d'argent (Paris: Fayard, 1987), p. 457 참고.

활시킴으로써, 형식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함과 동

시에 지속 인 창조의 속성을 되살려 내려 하 다. 
말 비치에게는 사각형들의 색채들이 개별 인 상징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검은색은 경제이며, 붉은 색

은 명의 신호, 흰색은 순수한 움직임을 상징한다. 
그러나 유채색으로서의 붉은 색은 말 비치가 

주의로 상을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

인 상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말 비치에 있어서 유

채색은 그 스스로 의미를 지닌 상물이라기보다는 

검정색과 흰색의 창조 이며 인 속성을 드러

내기 한 보조 인 역할제인 것이다.
1919년 이후 말 비치의 평면 공간 속에서 가장 

요한 것은 바로 흰색 뿐이었다17). 말 비치 자신도 

이 ‘흰색의 시기’를 주의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을 표하는 

작품이 바로〈White Square〉이다. 과거를 백지화하

고, 백지화된 과거 속에 새로운 재와 미래를 다시 

흰색으로 세운다. 흰색이 순수한 움직임을 상징했듯

이 흰색의 사각형은 순수한 움직임으로써, 세계 구성

의 근원에 한 자극이라고 말 비치는 생각했다.
〈Red Square〉(그림 10)는 비구상의 형식 없는 백색

바탕에 붉은색 사각형을 통해 말 비치의 궁극 인 

사고 던 주의에 도달하고자 하 다.
〈그림 7～11〉은 K. Malevich의 주의 술작품

들이다. 

5. Alexei Kruchenikh의 러시아 발레〈Victory over 

the Sun〉

러시아 아방가르드 술의 탄생이후 회화의 역

에만 국한되어 있던 러시아  술에 한계를 느낀 

술가들은〈청년 동맹〉을 심으로 하나의 통일된 

단체 아래에서 시와 음악, 장식 등 다양한 장르의 

술을 통합해 보려는 시도를 하 다. 이들은 러시아 

아방가르드들의 세력 형성에 한 역할을 하 으

며, 상징주의  경향이 쇠퇴하고, 미래주의, 입체미

래주의, 신원시주의가 태동하는 문턱을 마련했다. 문
학과 회화뿐만이 아니라, 술의 종합이라는 에

서〈청년 동맹〉의 주 아래 1913년 페테르부르그에

서는 쿠르체니흐(A. Kruchenikh)의 러시아 발 〈태

양에 한 승리(ПобеДа ңад соЈІонҵем: Victory over 
the Sun, 1913)〉가 상연되었는데, 쿠르체니흐가 작사

를 하고, 마 쉰이 작곡을 했다. 말 비치는 여기에

서 자신의 주의 술 의 기 가 되었던 검정과 

흰색의 사각형을 응용한 무 장식과 의상디자인을 하

다.
〈태양에 한 승리(Victory over the Sun)〉는 종합

인 무 장식 술의 실험장이었다. 이 작품이 지니

는 보다 큰 의의는 러시아 회화 술을 새로운 국면으

로, 비구상 인 추상의 형식으로 개시켰다는 데 있

었다. 동시에〈Victory over the Sun〉이란 상징주의

인 이  세 의 술 을 새로운 기법과 형식을 통해 

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형식주의자(Formalist)
들의 용어로 말한다면, 조형 술 속에서의 ‘낯설게 

만들기 기법’인 것이다. 베네딕트 리 쉬쯔는 이 작

품을 평하면서, 말 비치가 걷게 될 앞으로의 길을 

견하듯 이 게 말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은 등불의 물결에 따라 차

으로 팔과 다리와 머리를 잃었으며, 각기 조각난 

부분으로 단되고 있다. 말 비치에 있어서, 등장인

물이란 부분 인 요소들로 해체될 뿐만 아니라, 조형

공간 속에서 완 히 용해되는 기하학 인 장식에 불

과했다. 유일한 실은 세계의 모든 루시페르 인 동

요를 삼켜버리고 있는 추상형식이었다. 자신의 화폭

을 이미 원과 사각형에 내맡기고 있던 말 비치는 고

정되어 있던 축들 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18). 
말 비치는 바로 이 작품을 통하여, 과거의 인습

인 사물들의 질서와 논리에 반 하여, 자신의 

인 반논리 , 이성 인 조형 양식을 구축하기 시

작한다. 오페라〈Victory over the Sun〉의 무 디자인

과 의상디자인을 성공 으로 끝낸 다음, 말 비치는 

홀 니코 와 쿠르체니흐의 향을 받아, ‘ 의식’, 
‘ 이성’이라는 ‘반논리 ’인 심미  직 을 바탕으

로〈황소와 바이올린〉(그림 6),〈귀부인과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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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륜 상화〉와 같은 주의 경향의 작품들을 창

작하게 된다. 이 ‘ 이성  사실주의’는 앞으로 진행

될 말 비치의 ‘ 주의’  사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개념으로, 회화에서의 이성은 검정과 흰색이

라는 무채색으로 환원이며, 동시에 상이 부재하는 

비구상(非具象)의 세계라고 말 비치는 생각한다. 스
테  말라르메가 흰색을 통해 의 고독과 념의 

생성을 상징했던 내용과, 1917년 이후에야 랑스에

서 시작되는 기욤 아뽈리네르, 뽈 엘뤼아르 등의 

실주의와도 유사한 맥락을 보여주는 말 비치는 

자신의 이러한 경향을 “ 이성  사실주의”라고 1913
년 말한다. 이 이성  사실주의는 앞으로 진행될 

말 비치의 ‘ 주의  사고’의 바탕으로 이루는 

개념으로서 그는 이성과 미래의 언어를 통해 보이

지 않는 형식들의 세계를 그려내게 된다(그림 11). 말
비치는 Alexei Kruchenikh의 오페라〈Victory over 

the Sun〉에서 새로운 조형세계로서의 ‘비구상  

주의’를 탄생시켰으며, 이것은 회화 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술장르의 종합이라는  속에서 상

징주의에서의 종교철학이자 유토피아 인 뿌리, 문

학에서의 미래주의 인 언어 , 동시에 입체미래주

의 인 방법론, 인식론 인 신을 공유하는 러시아 

모더니즘의 심미 인 결집물이라 할 수 있다.  

Ⅳ. 절대주의 예술의상 연구
1. K. Malevich의 회화 작품에 표현된 예술의상 
말 비치의〈The Sportsmen〉(그림 12)는 기하학

인 구조의 연속된 형태로, 이것은 주제와 배경이 모

두 기하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맨들의 머리

와 몸체 그리고 배경의 선들이 모두 구성 일 뿐만 

아니라, 머리와 신체는 곡선과 직선의 조를 이루고 

있으며, 인체와 의상들도 좌우에 세로의 긴 선을 

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의상들은 모두 강한 

색채의 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말 비치가 신원시

주의  경향에 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Three Girls〉(그림 13)와〈A Girl with Comb 

in Her Hair〉(그림 16)는 말 비치가 신원시주의  경

향에서 주의로 옮겨가는 시기의 특징들을 그

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16〉에서는 여성의 얼굴과 헤

어스타일 그리고 모자에 이르기까지 원과 직선의 기

<그림 12> The Sportsmen, 
1929(www.russianavant
garde.com).

<그림 13> The Three Girls,
1928(www.russianavant
garde.com).

학 인 형태로 묘사하 으며, 황 색과 붉은색, 검정

색 등 원색 인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의상디자인도 

스텐드 칼라(stand collar)에 기하학 인 형태로 나

어진 바디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은 강렬한 신원

시주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그림 13〉
에서는〈그림 16〉에서 보여지는 얼굴의 헤어나 모자

등의 장신구뿐만 아니라, , 코, 입까지도 생략되어 

여성의 얼굴을 단순한 타원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것은 말 비치가 주의 시기에 모든 사물을 기하

학 인 형태로 단순화 시킨 구성과 유사하다. 스커트

와 재킷을 입은 세 여성들은 모두 기하학 으로 단순

화된 형태의 의상들을 착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상이 실루엣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면의 분할과 색채

의 조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말 비치의 

의상디자인에서 기하학 인 선과 색채의 분할 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그의 기 작품의 

특성인〈Hay Making〉(그림 1)이나〈The Woodcutter〉 
(그림 2) 그리고〈Taking in the Harvest〉(그림 3)에 나

타난 빛의 효과도 의상디자인에 그 로 표 되어 있

다. 
기하학 인 선과 면으로 표 된〈A Women with a 

Rake〉(그림 14)에서는 의상과 인체의 형태를 기하학

으로 분할하여 입체 미래주의  경향으로 표 하

고 있지만, 말 비치의 의상디자인 에서 여성의 의

상  드물게 허리를 강조한 아우어 래스 실루엣으

로 나타내고 있다. 얼굴을 포함한 신체와 의상을 

심으로부터 2등분하여 각각의 색채와 선 그리고 디

자인을 달리 하 는데, 이것은 베네딕트 리 쉬쯔가 

말 비치의 작품을 평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움직임

은 등불의 물결에 따라 차 으로 팔과 다리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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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 Women 
with a Rake, 1928-32
(www.russianavant 
garde.com)

<그림 15> The Farmer,
1 9 2 9 - 3 0 ( w w w . 
russianavantgarde.c
om)

<그림 16> A Girl with
Comb in Her Hair, 1932
(www.russianavant 
garde.com)

<그림 17> Carpenter I,
1 9 2 8 - 3 2 ( w w w . 
russianavantgarde. 
com).

<그림 18> Carpenter II,
1929(www.russian 
avantgarde.com).

를 잃었으며, 각기 조각난 부분으로 단되고 있으

며, 각각의 인물들은 부분 인 요소들로 해체될 뿐만 

아니라, 조형공간 속에서 완 히 용해되는 기하학

인 장식에 불과하다”고 평했던 것과 같다. 
〈The Farmer〉(그림 15)에서는 농부들의 표정이 검

게 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는 이미지는 근엄하고 

경직된 표정으로 마치 러시아 이콘(Icon)에 등장하는 

성인들의 이미지와 매우 흡사하다. 특히 붉은색, 
록색, 랑색, 녹색 등의 원색 이 색채와는 조

으로 농부의 의상에 표 된 색채는 흰색으로 표 되

어 있으며, 인체의 곡선과 기하학 인 선들의 배경이 

서로 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말 비치가 그의 

주의 술작품에서〈White Square〉에서 나타난 

형태의 단순성과 색채를 그 로 보여주는 듯 하다.
〈Carpenter I〉(그림 17)이나〈Carpenter II〉(그림 18)

에서는〈그림 3〉과〈그림 4〉에서 보여지는 신원시

주의  경향이나 알로기즘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그림 3〉과〈그림 4〉에 나타난 농부들의 인상

은〈그림 17〉과〈그림 18〉에 나타난 것과 거의 흡사

할 뿐만 아니라 인체와 의상디자인을 기하학 으로 

분리하여 빛의 방향에 따라 원통형으로 보이는 인체

의 3차원 인 입체형을 재 하고자 하 다. 특히

〈그림 3〉에서는 상의의 재킷을 3차원의 원통형으로 

표 하여, 빛의 반사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변하는 느

낌을 표 하고 있다.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의 재킷

은 크고 헐 한 바디스를 하고 있지만 재킷과 연결된 

긴 팔의 디자인은 비교  타이트하여, 일하는데 불편

하지 않은 기능 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

지로 원통형의 팬츠도 발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 
러시아의 기후가 그리 덥지 않아 보온을 한 기능

인 의상디자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상의 색

채도 원색과 비되는 색을 띠면서 신원시주의 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7〉에서도 남성의 의상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팬츠와 재킷을 흰색으로 

표 하고, 팬츠 앞에 두른 앞치마를 강한 푸른색으로 

표 하여 색채의 조뿐만 아니라 선의 조를 통한 

남성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그림 18〉에서는 

흰색의 원피스를 착용한 여성이 원피스의 스커트보

다도 더 긴 푸른색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고, 앞치마

와 원피스를 기하학 으로 나 어 빛의 반사와 더불

어 3차원 인 입체형을 나타내고 있다. 

2. Kruchenikh의〈Victory over the Sun〉에 나타
난 절대주의 예술의상

쿠르체니흐의 러시아 발  작품〈Victory over the 
Sun〉에서 말 비치는 주의 술양식을 단순히 

회화 작품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새로운 무 의상디

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 하 다.〈Victory over 
the Sun〉은 1913년 12월 페테르부르크의 루나 크 

극장에서 공연된 작품으로, 여기에서 말 비치는 추

상 이면서도 인 주의 술양식에 근거

한 의상들을 디자인하 다. 특히 흰색과 검정색 사각

형은 의상디자인뿐만 아니라, 무 디자인에도 그

로 나타나게 된다. 각각에 표 된 의상들은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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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ruchenikh의 오페라〈Victory over the Sun〉에 나타난 주의 술의상

Old Times, Sports man, Attentive worker, Fat man에 나타난 술의상 (1913)

∎ 말 비치의 주의 회화 작품인〈Black Square〉의 향을 받은 작품이다. 상의는 

긴 팔이 기하학  구성으로 디자인된 재킷이며, 하의는 둥근 튜  모양의 타원형이 반복

되어 있다. 색채는 헤어와 오른쪽 발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검정색과 흰색의 무채색의 

비를 이루고 있다. 

∎ 분석 인 큐비즘은 세잔느의 이론에 근거하여 사물의 순수한 본질을 추구하는 시각

 원근법과 3차원  환  신 회화 인 공간으로 물체를 분해하 다. 그 결과, 모든 

형태는 단순히 기하학 인 형태로 환원되었으며, 모든 요소들은 동시성의 개념으로 공

간을 시각화하여, 2차원 인 평면 안에 재구성된다. 이러한 조형원리는 말 비치의 의상

디자인에서 상의와 하의가 모두 기하학 인 사선으로 표 된 평면  형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바디스의 앞과 뒤의 형태가 같고, 암홀을 심으로 붉은색과 노란색의 색의 

변화를  조형 인 의상디자인이다.

∎ 주의의 기본을 이루었던 러시아 신원시주의  경향이 표 주의와 뚜렷이 다른 

은 색채 기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주의 회화 작품〈Red Square〉에서 보듯이, 
원색으로 붉은색 계열을 주로 사용한 것이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이는 상의

와 하의의 디자인은 원통형 구조와 삼각형 구조가 조를 이루고 있지만, 체 인 의상

디자인의 특징은 붉은 원색을 사용하 다는 이다. 강렬한 색채를 통해 기하학 으로 

단순화된 의상을 디자인하 다.

∎ 말 비치의 의상디자인 에서 인체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3차원 인 인체를 평면 인 2차원 인 형태로 변화시키다 보니, 그의 술 이

었던 역동성이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의상디자인의 실

루엣을 허리에서 다리까지 긴 스커트를 부풀려,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을 표 하고 있다. 
직선구조의 기하학 인 상의와 조를 이루도록 긴 리츠 스커트에 사선의 솔기선을 

넣어 동 인 느낌을 표 하고 있다. 

∎ 이 작품은 극 인 표  효과를 만들어내기 해, 담한 생략과 과장법을 사용하고 

원색을 주로 사용하여 강렬한 의상을 남긴 신원시주의의 향을 받은 것이다. 으로 모

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상체의 바디스를 직사각형의 커다란 구조로 디자인하여, 담하

게 생략된 재킷의 디자인을 볼 수 있다. 하의의 팬츠도 양쪽 다리의 굴곡이나 변화 없이 

직선 인 형으로 표 하 으며, 한쪽 다리만 보라색의 원색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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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Old Times, Sports man, Attentive worker, Fat man에 나타난 술의상 (1913)

∎ 이 작품은 말 비치가〈0-10〉 시회에 발표한〈Black Square〉의 향을 받았으며, 
그의 목표는 그림에서 물체의 잔재를 철 히 배제한 ‘비 상의 세계’를 표 하는 것 이

었다면 흰색과 검정색은 물체의 부재를 달하기 해 사용한 것인데, 이러한 말 비치

의 순수성은 의상디자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의상의 공간들을 기하학 인 형태로 표

하여, 단순히 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형태의 재 이 아니라, 역동감 자체를 표 하는 

3차원 인 인체를 표 하고자 하 다.

∎ 패션과 분석  큐비즘 술간의 친화력은 새로운 모던 패션디자인을 시도하도록 하

다. 패션은 큐비즘의 특징인 형태의 불확실성, 공간과 움직임의 모호성을 도입하여 변

화가 가능하고 구분이 불가능한 형태를 술의상의 우아함으로 받아 들이게 하 다. 말
비치는 이러한 의상디자인의 다양성을 통해 디자인 라인을 재인식하고, 다양한 형태

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상디자인을 하 다. 커다란 V 네크라인과 바지 에 덧입은 검정

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된 하의의 디자인은 분석  큐비즘의 향을 받은 의상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 이 작품은 말 비치의 술이 유토피아 인 미래 을 은유 으로 표 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무한한 공간에서 떠도는 의상디자인의 선들이 실 인 세계의 월 인 

정신의 상태를 표 하려 했던 것과 일치감을 보여 다. 인체를 감싸는 의상의 선들은 단

순화 되고, 축소되어 기하학 인 타원과, 사선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빛과 색으로 표

된 기하학 인 인체의 선들은 러시아 이콘의 감각 인 원근법을 느끼도록 표 하

다. 

∎ 이 작품은 말 비치의 주의 술 이 선주의의 향을 받았음을 보여 다. 반 

구상 인 선과 면들의 구획을 마치 입체 처럼 표 하고자 했던 선주의자들이 데생에 

의해 반사된 빛의 공간 인 분할이 보색효과와 색채 사이의 도에 의해 재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선들은 서로 공간 인 구성을 만들었으며, 상의와 스

커트 그리고 스타킹들이 보라색과 붉은색의 원색으로 채워져 있다. 인체를 분석 으로 

해체한 디자인에, 색에 의한 공간 분할이 의상디자인의 포인트 이용되었다.

∎ 말 비치는 기계  주의를 새로운 술로 인식하게 되면서, 기하학 인 인체의 

특징들을 으로 표 하게 된다. 이것은 형태와 구성의 부조화를 통해, 새로운 형을 

제시한 것으로 입체 다이나믹 리듬을 표 한다. 인체와 의상을 직선 인 기하학  선으

로 묘사하여 기계와 같은 형태를 한 의상디자인이며, 인체의 선과 마찬가지로 색도 단순

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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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Old Times, Sports man, Attentive worker, Fat man에 나타난 술의상 (1913)

∎ 주의 술의상은 분석  큐비즘을 도입하여, 신체를 강조하는 실루엣에서 부드

럽고 유연한 형태로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실루엣의 변화는 모던 패션의 발달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다. 이 작품은 뚱뚱한 남성(Fat Man)을 모델로 디자인한 의상이다. 여기

에서 말 비치는 신체를 부드럽게 표 하기 해 어깨에서 다리에 이르는 뒷면은 직선

으로, 그리고 앞의 가슴과 배는 곡선으로 디자인하여 좀 더 유연한 움직임을 주도록 디

자인하 으며, 강렬한 붉은색의 조끼와 바지, 신발을 흰색과 비시켜, 색채의 조화를 

보여 다.

∎ 입체 미래주의처럼 말 비치는 역동 인 움직임과 그것의 리듬감에 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원시주의  경향에서 나타났던 강렬한 색채와 직선들을 사용하여 

화면 체에 역동  리듬과 조화를 표 하고 있다. 특히 말 비치의 의상디자인에서는 

손과 발목, 몸통의 이미지를 면으로 분할하여 기하학 인 형태로 디자인한 운동선수의 

패션을 볼 수 있다. 

∎〈Victory over the Sun〉의 무 와 의상디자인은 ‘알로기즘’  이성  사유에 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을 분할한 작은 면들이 자기 고유의 색과 빛을 내면서도, 체

으로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사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추형의 실루엣을 이용하여, 
상을 구면체로 환원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말 비치가 의도한 것은 선과 색의 조를 

통해, 이성과 논리의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스커트의 

형태는 좌우가 분할된 선과 형의 디자인이 결합되어 의상디자인의 형태를 모호하게 해

버렸다.

∎ 말 비치의〈Black Square〉는 정사각형의 흰색 바탕에 작은 검정색 사각형이 배치되

어 검정과 백색의 두 극 사이에 존재하는 색채의 다양성과 차이를 지우고, 극단 인 

립을 통해 “반지상 인 정형화된 형”을 표 하고자 하 다. 비 상 이고 순수한 형태

의 구조는 검정색 재킷 상의에 나타난 형태에서 볼 수 있다. 두 다리와 극단 인 조를 

이르는 형태는 개별 인 상징들을 통해 순수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녹색의 한쪽 

팬츠는 스스로 의미를 지닌 상이라기 보다는 검정색과 흰색의 창조 인 이미지에 

인 속성을 드러내기 한 보조 인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사진 출처: C. Gray, The Russian Experiment in Art 1863-1922, Thames & Hudson, 1986, p. 159.

선과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선으로 나 어진 공간들을 감각 으로 표

하고 있다. 3개의 무  배경과 12개의 의상디자인

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을 말 비치는 주의 탄생

의 기원으로 보았으며, 으로 기하학 인 추상의 

형태를 하고 있다. 각각〈Old Times〉,〈Sports man〉, 
〈Attentive Worker〉, 그리고〈Fat Man〉이란 제목으

로 만들어진 술의상들은 인간의 의식보다는 

으로 확실한 잠재의식에 기 한 술작품들이다. 다
음에 제시된 말 비치의 러시아 발 작품〈Victory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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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n, 1913〉의 의상디자인들은 재 러시아 닌

그라드 국립박물 (Russia Leningrad State Theatrical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회화에서 주의는 진 으로 새로운 것을 찾

으려는 추상 인 노력으로, 화의 역을 벗어나 말

비치의 향아래 인간의 체 생활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 다. 말 비치가 1913년에 디자인한 

주의 술의상들은 그의 새로운 비젼을 보여주는 상

징으로서 인간의 주변 세상에 있는 모든 상들을 그 

형태와 색의 통일성으로 보았다. 1913년 말 비치는 

“나는 의상을 디자인하 다, 이 의상들은 건축물의 

벽에 색을 칠하는 것처럼 색의 조를 통해 완성된

다”.19)라고 하 듯이 이러한 주의  구성은 의상

디자인을 평면 인 공간속에서 기하학 인 선으로 

상의 형태를 분해하고, 재구성하여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분석  큐비즘에 기 하 다. 한 20세
기 반의 이국 인 취향과 통 인 러시아 술 그

리고 입체미래주의의 향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구

상 술로 주의 술의상들이 탄생한 것이다.

Ⅴ. 결  론 
20세기  러시아 주의 술양식은 유토피아

니즘, 신원시주의 그리고 선주의 배경으로 탄생된 

술양식이다. 먼  말 비치는 당시의 유토피아  

미래 을 통해 실 세계를 월한  정신의 상태

를 지향하 으며, 그의 이상 세계는 구체 인 실로

서가 아니라 정신  경지에 의해 감지되는 것으로서 

물질 인 실체로 구 되는 것은 아니었다. 둘째, 신
원시주의는 극 인 표  효과를 만들어내기 해, 
담한 생략과 과장법을 사용하고 원색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이것은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한 자생 인 원

시화법으로 표 주의와는 구별된다. 셋째, 선주의

는 반사된 빛의 공간 인 분할에 의해 새롭게 교차되

면서 생기는 선과 색의 도를 통해 상을 악한 

것인데, 이러한 상들은 유기 인 색채와 선주의

 공간구도를 통해 기하학  추상의 주의를 탄

생시키게 된다. 주의는 분석 인 큐비즘과 입체

미래주의 그리고 알로기즘을 통해 완벽한 비구상 

술인 주의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주

의는 기계  주의와 비구상 는 비 상의 시기

인 우주  주의로 나 어 구분할 수 있다. 여기

서 비구상의 의미는 반 상이 아니라 사실 인 상

을 월 인 상으로 보는 자연 인 태도를 떠나서 

사실의 본질을 형태  태도로 환하여 직 된 사물

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이 주의는 말 비치가 

불어의 ‘Suprematie’에서 가져온 신조어로서 “색채 문

제의 으뜸”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의의 향아래 

말 비치는 그의 회화 작품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기

하학 으로 변화시킨 의상들을 표 하게 된다. 이들

은 모두 주의와 그것의 형성 배경이 되었던 신원

시주의, 선주의, 분석  큐비즘, 입체미래주의 등 다

양한 술양식의 향을 받은〈The Sportsman〉,〈The 
Three Girls〉,〈Carpenter I. II〉와 같은 다양한 인물들

의 의상디자인을 하 으며, 결국 1913년 쿠르체니흐

의 오페라〈Victory over the Sun〉에서 주의 술

양식을 의상디자인으로 표 하여 디자인하게 된다. 
말 비치가 디자인한 주의 술의상들은 그의 

새로운 비젼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인간의 주변 세

상에 있는 모든 상들을 형태와 색의 통일로 보았으

며, 그의 의상디자인은 색의 조를 통해 완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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